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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aq QuickRestore

Compaq QuickRestore 솔루션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CD가 들어 
있습니다.

� 시스템 복구 CD—하드 드라이브에 원래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, 드라이버 및 기
타 소프트웨어 강화 기능 등의 소프트웨어를 복원합니다.

� 응용프로그램 복구 CD—개별 응용프로그램, 드라이버 및 유틸리티(운영체제 제
외)를 복원합니다.

시스템 복구
QuickRestore System Recovery CD를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에 원래 설치되어 있는 운
영체제, 드라이버 및 기타 소프트웨어 강화 기능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 CD를 사용하면 
노트북을 다시 포맷하여 공장 출하 시 설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.

Ä
주의: 정보의 유실을 방지하려면 운영체제의 재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하드 드라
이브의 데이터 파일들을 백업하고, 운영체제 설치가 완료된 후 데이터 파일들을 
복원하십시오.

시작하기 전에

1. 노트북에서 PC 카드를 모두 분리하십시오.

2. 노트북이 도킹 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을 해제하십시오.

3. CD-ROM 드라이브가 노트북에 삽입되어 있는지 또는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
시오.

4. 노트북을 외부 AC 전원에 연결하십시오.

5. Windows 인증서 번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노트북 밑면의 레이블에 있는 번
호를 참고하십시오.

원래 시스템 소프트웨어 복구

1. CD-ROM 드라이브에 QuickRestoreSystem Recovery CD를 삽입하십시오.

2. 노트북을 재시작하십시오.

3.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.

QuickRestore Application Recovery CD에 일부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이 함께 제공
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의 “응용프로그램 복구”를 참고하십시오. Compaq에서 
CD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노트북 구입 후 추가한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십시
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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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용프로그램 복구
QuickRestore Application Recovery CD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, 드라이버 및 유틸리티
를 선택적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.

� 응용프로그램을 하나 이상 복원할 경우, 가능하면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 후 
노트북을 재시작하십시오.

� 응용프로그램 설치 후 노트북을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을 재시작하면 복원
할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라는 응용프로그램 선택 패널로 돌아갑니다.

시작하기 전에

1. 컴퓨터를 외부 AC 전원에 연결하십시오.

2. 열려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십시오.

3. CD-ROM 드라이브가 노트북에 삽입되어 있는지 또는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
시오.

응용프로그램 및 드라이버 복원

1. Windows를 실행하는 중 CD-ROM 드라이브에 QuickRestore Application Recovery 
CD를 삽입하십시오.

❏ 자동 실행이 활성화되면 2단계로 가십시오. 

❏ 자동 실행이 작동하지 않으면 시작 > 실행을 선택하십시오. 다음을 입력하십
시오. X:\tools\setup.exe
X는 CD-ROM 드라이브 문자. 그런 다음 확인 단추를 누르십시오.

2.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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